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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비드-19 이민 가정 지원 프로젝트  

일리노이 복지국 (이하 IDHS)은 이민 가정 지원 

프로젝트의 집행을 위해 일리노이 

이민난민권리연합 (ICIRR)과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IDHS 는 많은 일리노이 주민이 

코비드-19 로 인해 경제적인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도움이 필요한 모든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이민자들이 연방정부의 

경기부양정책인 케어스 법안 (CARES ACT) 등 

여러 연방 지원 정책에서 제외된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그런 격차를 메우고 

일리노이의 이민 가정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각 이민 가정은 주거, 음식, 의료, 육아에 사용할 

1,000달러의 일회성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0 년 10 월 1 일부터 10 월 

14 일까지입니다. 신청은 

www.icirr.org/covidil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 히스패닉 문화유산의 달 

IDHS는 9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히스패닉 

문화유산의 달을 기념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히스패닉 문화유산의 달에는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멕시코, 칠레의 독립 기념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문화와 밀접하게 

연결된 풍부한 히스패닉 유산을 기리고 

히스패닉계 미국인의 광범위하고 영향력 있는 

성취를 되새기는 기간입니다.  IDHS 는 모든 

히스패닉 직원 및 고객과 함께 축하하고 

감사하며 모든 분이 국가 히스패닉 문화유산의 

달을 행복하게 보내기를 기원합니다.   
 
여성, 유아, 어린이 프로그램  
 
WIC (여성, 유아, 어린이) 프로그램 현대화와 

관련하여 최신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WIC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임산부, 산후 및 모유 수유 

여성과 5 살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의 추가적인 

수요에 초점을 맞춘 특별 영양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WIC 협력업체에서는 영양 상담 및 

의료 서비스 혜택도 제공합니다.   
 
일리노이 주는 지난 5년 가까운 기간 동안 WIC 

전자혜택전환 (이하 EBT) 카드로 전환하면서 

2020 년 3 월부터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일리노이에 거주하는 16만 명의 WIC 참여자들을 

1990년대에 시작된 낡은 컴퓨터 시스템에서 EBT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최신 시스템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WIC 프로그램은 수혜 가정에 

종이 수표를 지급했지만, 이 방법은 식료품 

쇼핑을 결정할 때 가정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제한하고, WIC 수표를 이용한 식료품 구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높였습니다.    
 
지난 달을 끝으로 전체 WIC 사무소가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하였으며, 모든 수혜 가정이 

12 월 말 이전까지 EBT 카드를 사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IDHS 에서 제공하는 WIC 프로그램과 기타 

서비스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dhs.illinois.gov/helpishere 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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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비드-19 채용 및 교육 프로젝트 

IDHS 의 웰컴센터 주거 및 시설 지원 프로젝트 
(Welcome Center Housing and utility Assistance 
Project)는 2020 3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0일 

사이에 코비드-19 로 인해 경제적 문제를 겪는 

이민자, 난민, 영어 능숙도가 제한적인(LEP) 

개인에게 임시 및 긴급 채용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IDHS 는 26 개소의 커뮤니티 기반 단체와 

협력하여 코비드-19 의 영향을 받는 저소득층 

개인에게 인력 교육을 제공합니다 자격이 되는 

참여자는 커뮤니티 기반 단체의 네트워크를 통해 

직업 훈련, 취업 알선, 수료증 프로그램, 수업료 

상환, 컴퓨터 교육, 제 2 언어로서의 영어, 취업 

준비 및 취업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IDHS 웹사이트에서 가까운 

웰컴센터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대 군인 가상 채용 프레젠테이션  

IDHS는 IDVA 및 IDES와 공동으로 2020년 10월 

7 일 오전 11 시에 제대 군인 가상 채용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합니다. 가상 교육 

워크숍에서는 일리노이 주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제대 군인에게 상담과 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은 주정부 채용 신청 

과정을 알고 싶은 개인을 교육하는 데 초점을 

두고 주정부 채용에 대한 제대 군인의 선호도 등 

일반적인 질문을 다룰 것입니다.   
 
관심있는 분은 본 사이트에서 등록 가능합니다. 

전체 채용 행사 정보는 본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DHS와 기타 일리노이주 

채용 정보는 work.illinois.gov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의: 위조 아편 
 
IDHS 는 지난 몇 주 동안 일리노이 독극물센터 

(Illinois Poison Center)와 쿡 카운티 공중보건국 

(Cook County Department of Public Health)이 

19 살에서 23 살 사이의 청소년 사망자 2 명을 

포함하여 5건의 위조 아편 관련 과다 복용 사례와 

조사 중인 몇 건의 추가 사례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며 모든 주민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이 약을 ‘M30’, ‘퍼코셋 (Percocet)’, 

‘옥시코돈 (Oxycodone)’이라고 부르며, 

길거리에서 구입했습니다. 알약은 각인된 사각형 

안에 ‘M’자가 찍혀 있는 파란색의 작은 원형 

정제입니다.  
 
응급 구조원들은 이 약을 복용하고 정신 불안, 

호흡 곤란, 저혈압, 저체온증, 저혈당증, 심장 

불안, 또는 기타 다발성 장기 부전의 증상을 

보이는 청소년에게서 과다 복용 사례의 급증 

가능성을 숙지하도록 교육받았습니다. 
 
위조 옥시코돈 과다 복용 사례가 있다면 추적 및 

치료를 위해 일리노이 독극물센터 전화번호 1-

800-222-1222로 신고해주세요.  
 
귀하 또는 귀하의 지인이 약물 남용으로 인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IDHS 가 

도와드리겠습니다.  

dhs.illinois.gov/helpishere 에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